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의 기업 활동은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과 민법에 따라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러시아는 1999년 7월 9일 발효된 외국인투자법(No.160-FZ)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
및 보호와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국인투자법은 지속적인 개정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에는
생산물 분배 조항(No.225-FZ), 특별경제 구역법(No.117-FZ), 국가 안보 및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절차법(No.57-FZ), 극동 선도개발구역
법(No.473-FZ),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No.212-FZ)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에 명시된 국내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정과 같다. 외국
인투자법은 러시아 연방의 헌법적 이념, 도덕성, 보건위생, 인권보호,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정부 증권,
주식, 채권, 투자, 인수, 합작 등의 모든 부문에 대한 투자에 제약이 없다.
외국인투자는 수용 및 국유화로부터 완전한 보호와 투자 및 기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상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된 회사의 러시아 자회사 및 계열사는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보호, 보장, 각종 특혜 대상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2) 외국인 투자법 보장 내용

ㅇ 동등 대우의 원칙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 및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이는 외국
인 투자자와 러시아인 투자자 간의 동등대우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은 헌법 수호, 도덕, 보건, 타인의 권리
나 법적 이익,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연방 법률로 규제될 수 있다.

ㅇ 외국 법인의 영업 행위 자유 보장

외국 법인은 러시아 내에 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외국 법인이 러시아 내에 설립한 지점 또는 대
표사무소에 대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은 러시아 내에서 영업을 수행할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지점 및 대표사무소
의 설립 및 폐쇄일은 외국 법인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 출자한 회사는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적 보호 및 특례가 보장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
의 지분을 취득한 후, 러시아 법인으로 등록된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러시아 국
내 법인으로 간주된다.

ㅇ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 선택 자유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내에서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자본금 평가는 러시아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
며, 러시아 통화(즉, 루블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권리 및 의무를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 및 의무의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ㅇ 과실 송금의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각종 세금과 사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소득과 이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국외로부터 발생한 소
득과 이익, 기타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①배당금, ②이자, ③기타 투자소득, ④계약상 채무를 이
행하기 위한 금전, ⑤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⑥외국 법인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폐쇄, 투자자산, 재산권, 지적재산권 양도로 인해 취득
한 금전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목적으로 러시아 내에 반입한 재산, 문서 및 전자매체 형태로 기재된 정보를 러시아
역외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최근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보통 관세 및 조세에 대한 감면이다. 특별경제구역(SEZ)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수입 대체, 조선 및 관광
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다. 입주기업의 제조 및 R&D에 대해 세제상 각종 지원을 하며 지원행
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이하 SEZ)에 입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 세금의 경우 연방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감면, 지방세인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는 주로 10년까지 면제를 해준다. 한 번
입주하면 49년간 입주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SEZ에서 프로젝트 비용은 일반적인 러시아 관행에 비해 평균 30-40%만큼 적다. SEZ는
러시아 기업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러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경제특구는 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특별경제구역(SEZ)을 주관하는 지방정부마다 인센
티브 제공 범위가 각기 달라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급적 좀 더 우호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러시아 경제특구 유형

러시아 경제 개발부는 경제특구 기능을 산업, 기술, 관광, 물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ㅇ 산업 지구

러시아의 주요 산업 지역에 위치한 광대한 토지, 생산 자원에 대한 근접성, 전력, 난방, 가스, 통신, 운송 및 물류 등 인프라 및 주요 도로 접
근성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여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산업 지구는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Yelabuga 지역과 Lipetsk의Gryazi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8월 12일, 러시아 정부는 톨랴티 지역과 인접한 사마라 지역에 공업
지대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선 순위 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 건축 자재, 석유 화학 제품, 가전 제품, 소매 장비 기술, 혁신 영역이
다.

ㅇ 기술 지구

세관 및 세제 혜택, 전문 인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의 장점이 있어 기술 집약형 제품의 벤처 펀드 및 개발자 / 제조업체에게 유리하다. 상
트페테르부르크, 톰스크, 모스크바, 두브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순위 산업은 나노 및 생명 공학, 의료 기술, 전자 및 통신 장비, 정
보 기술, 정밀 분석 장비, 핵물리학 영역이다.

ㅇ 관광 지구

관광,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르쿠츠크, 알타이 지역, 알타이 공화국, 브리아티아 공화국 및 연해주에
위치한다.

ㅇ 물류 지구

세계적인 교통 중심 지역과 인접해있어 러시아 극동 및 중부시장에 빠른 진출이 가능하다. Ulyanovsk Vostochny 공항 인근 경제 특구는
Ulyanovsk Aircraft Cluster 공장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재구성 사업 개발 기회를 창출한다. 하바롭스크 항구는 유
리한 지리적 위치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현대식 다목적 항구 및 조선업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2) SEZ 제공 인센티브

현재 러시아 연방에는 총 34개의 SEZ가 설립돼 있으며, 지역 개발을 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SEZ 중 31 개SEZ 연방 특별
경제구역에 관한 법(# 116 FZ; 2005년 7월 22일)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3개 SEZ 기타 연방법에 따라 운영된다. SEZ에 입주할 경우 아
래 표와 같이 법인이윤세, 사회보장세의 감면과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입주기업과 해당 SEZ의 협의에 따라 용지 임
대 및 사무실 임대료 관련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임대용지 및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10년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주: 1) 산업/생산 SEZ, 기술/혁신 SEZ, 관광/레크리에이션 SEZ, 항만 SEZ 운영 기간은 49년이며, 연장 불가능하다, 2) SEZ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3) 세무법 제395조 항에 따라 5~10년까지만 세제 유예기간이 보장된다, 4) 세무법 제381조 항(재산세)에 따라 주로
10년까지의 세제 유예기간이 보장되며, 49년까지 가능하다, 5) 지방 legislation(교통세)에 따라 5~10년까지의 세제 유예기간 보장되며,
49년까지 교통세 감면 경우도 있다.

3) 스콜코보 혁신센터 투자인센티브

스콜코보 투자 인센티브는 2010년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법 243-FZ, 244-FZ' 등에 게재되어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메드베데프 정권에
서 역점으로 추진한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입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불어, 납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
브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보조금 지원, 사무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

ㅇ 투자인센티브 제공
- 입주 기간 동안 소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면제
- 14% 할인된 보험료 혜택
- 관세에 대한 비용 상환
- 연구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상환 등

ㅇ 보조금 지원
- 프로젝트의 경쟁력 등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ㅇ 마케팅 컨설턴트
- 제품 마케팅 및 포지셔닝에 대한 자문
- 회사 발전 전략 자문
- 벤처 펀드 유치 자문 등

ㅇ 사무실 등 시설 대여
- 사무실, 회의실, 서버, 유선 전화 등의 대여
- 가격: ㎡당 350달러/연

ㅇ 공동 실험센터 제공
- 제품 및 Prototype의 분석, 실험할 수 있는 장비 및 공간 제공

ㅇ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지원
-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를 위한 후원자 및 연사 추천

- 개최 장소 지원

ㅇ 회계, 세무, 법률 자문
- 회계, 세무, 법률, 재무 등의 자문

ㅇ 통관 지원
- 스콜코보 혁신센터 Customs Finance Company를 통해 통관 지원
- 통관 관련 컨설팅 및 운송 등의 지원 서비스

ㅇ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 지적재산권에 대한 컨설팅
- 지적재산권 관련 러시아 정부 제출서류 작성 지원
- 특허 분쟁 등에 있어 입주자의 이익을 대표

ㅇ 기타
- 비즈니스 파트너 추천
- 시장조사 지원
- 비자 획득 지원

4) 특별투자계약(SPIC : Special Investment Contract)

러시아 연방 정부는 제조업과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의 현지화를 위해 연방당국과의 직접 계약을 통한 국가지원 및 혜택을 받는
'특별투자계약(SPIC)'을 연방법 제488조로 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였다. 동 계약을 통한 외국인 진출은 일반 진출보다 절차가 간단
하고 세제 혜택도 많아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투자계약은 투자 검토 대상 지역의 지방정부와 상관없이 러시아 연방당국과 계약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대 10년까지 계
약이 가능하다. 투자 프로젝트의 영업이익 회수기간에 5년을 더하여 계산하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10년을 넘지 않는 프로젝트만이 동 계
약이 가능하다. 특별계약 체결 조건은, ①신규 산업생산 시설 및 산업시설 현대화, ② 첨단기술 구현, ③ 생산할 제품이 러시아 내 유사품
이 없는 것, 이다. 특별계약체결에 따른 투자금은 최소 750만 루블(부가세 포함) 이상어야만 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인과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실제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외국인에게 제한 없
이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4월 29일 러시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 및 국가안보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
을 지닌 러시아 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No.57-FZ, 이하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법’)로 제한을 두고 있
다. 상기 법령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이하 ‘FAS’)에 대한 신고 수
리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법에서 정의된 전략적 중요산업으로는 46개 분야가 있으며, 크게 ①방산 분야 산업 및 기술, 우주 및 원자력 산업, TV, 라
디오 방송, 통신 산업 등의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분야와, ②천연자원 및 에너지 관련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46개의 분야에 대한 사전 승
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투자거래는 무효가 되며, 법원은 무효가 된 해당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한 관할 정부 기관의 소송 제기에 따라 법원은 외국인 투자자 및 해당 기업집단이 보유한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동
법률 절차를 어길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SEZ)은 2005년 7월 22일 연방법 제116호로 제정되어 시작된 국가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설립
되었다. 러시아 연방 내에 특별경제구역은 4개의 산업 군으로 나뉘어 현재 총 25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2018년 운영 중인 21개의 SEZ에
는 817개 기업이 입주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통관 및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다.

ㅇ 분야별 특별경제구역 분류
- 제조업 분야(10) : 타타르스탄, 리페츠크, 칼루가, 프스코프, 스베르들롭스크, 사마라, 모스크바주, 툴라주, 아스트라한, 연해주(예정)
- 기술혁신 분야(6) :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 타타르스탄, 상트페테르부르크, 톰스크
- 관광 분야(5) : 트베리, 북카프카즈, 알타이 공화국, 이르쿠츠크, 부랴티아 공화국
- 항구 및 물류 분야(1) : 율랴놉스크

ㅇ SEZ 구역 혜택
- 특별행정 제도 : 정부 당국과의 간소화된 관계, One Stop Shop 원칙에 따른다.
- 준비된 인프라 :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진 토지 및 사무실 건물을 제공 받는다.
- 무관세지역 제도 : 수입세가 면세되며 VAT 환급받을 수 있다.
- 세금 인센티브 : 법인세 감면,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가 입주 10년까지 면제되며, 세금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를 받는다.
- 토지 우대 혜택 : 토지 및 사무실 임대료 할인, 임대한 토지를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가속상각 제도 : 산업적 SEZ 및 SEZ 관광, 휴양 지역은 가속상각 제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산업단지
ㅇ 보르지노(VORSINO)
규모

1,610 ha

위치

칼루가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칼루가 투자청(http://eng.invest.kaluga.ru/)
ㅇ 전력 : 240 MBt
ㅇ 가스 : 공급
ㅇ 용수 : 공급
ㅇ 분야 : 화학, 제약, 식품 산업의 생산/공장
ㅇ 입주조건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1억 루블 이상의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

ㅇ 그랍쩨보(GRABZEVO)
규모

706 ha

위치

칼루가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칼루가 투자청(http://eng.invest.kaluga.ru/)

비고

ㅇ 전력 : 75 MBt
ㅇ 가스 : 공급
ㅇ 용수 : 공급
ㅇ 분야 : 장동차 관련 산업 및 제약, 화학 등
ㅇ 입주조건 : 개별적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ㅇ 마리노(MARINO)
규모

130 ha

위치

상트페테르부르크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마리노 산업단지(http://www.maryino-spb.ru/en)
ㅇ 분야 : 다양한 산업분야(기계 제조, 자동차 제조, 전자장비 제조, 석유화학, 제약, 식품, 건자재, 야금, 섬
유, 펄프 및 제지 산업 및 물류창고 등의 분야)
ㅇ 입주조건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3억 루블 이상의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
<자료원 : 러시아 각 주 자료 제공>

주요 지역별 여건
ㅇ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며,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의 경쟁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메가폴리스로서 입지를 다져
가고 있다. 모스크바 정부는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모스크바 개황
- 총 면적 : 2,563.5km2
- 지역 인구 : 12,380,664명(2017년 1월)
- GDP : 14조 2,998억 루블
- 기후 : 내륙성 냉대기후
- 실업률 : 0.42%
- 연평균 고용인구 : 869만 2,000명
- 우선분야 : 첨단 산업, IT, 연구개발, 인프라, 사회 복지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2,472km
- 연방고속도로 : 17개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432만 1,000톤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3,410만 톤
- 해항 및 하항 : 하항 3곳
- 공항 : 국제공항 5곳
ㅇ 모스크바주
모스크바주는 모스크바시와 인접하여 큰 소비 시장과 발전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ㅇ 모스크바주 개황
- 총면적 : 44,300km2
- 지역 인구 : 7,423,500명
- GDP : 3조 2,139억 루블
- 기후 : 내륙성 냉대기후
- 실업률 : 2.9%
- 연평균 고용인구 : 3,377천 명
- 우선분야 : 농업 및 식료품 산업, 제약 및 바이오 산업, 물류 및 유통, 경공업 등

ㅇ 인프라
- 포장 도로 비율 : 1,000km2당 39,608km
- 연방고속도로 : 11개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2,575만 톤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3,022만 톤
- 해항 및 하항 : 하항 2곳(세르뿌홉, 콜롬나)
- 공항 : 국제공항 4곳(세례메찌에보, 도모제도보, 라멘스코에, 주콥스키)
ㅇ 칼루가주
칼루가주에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특히, 지역 내 산업에 있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삼성전자 생산공장이 있다.
ㅇ 칼루가주 개황
- 총 면적 : 29,800km2
- 지역 인구 : 1,011,069명
- GDP : 3,348억 루블
- 기후 : 대륙성 온대기후
- 실업률 : 0.5%
- 연평균 고용인구 : 53만 7,700명
- 우선 분야 : 최첨단 산업, 금속 가공, 10개의 클러스터 구축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32km
- 연방고속도로 : 2개(M-3, A130)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224만 톤(2016년)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350만 톤(2017년)
- 공항 : 국제공항 칼루가, 국내공항 예르몰리노
ㅇ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주요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러시아 전체 외국인 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다.
ㅇ 상트페테르부르크 개황
- 총면적 : 1,439km2
- 지역 인구 : 528만1천 명
- GDP : 37억 4,220만 루블
- 기후 :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중간 단계
- 실업률 : 1.8%
- 연평균 고용인구 : 317만 9,400명
- 우선 분야 : 제약, IT, 의료, 엔진 생산, 전자기기, 조선, 관관 산업 등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2,451km
- 연방고속도로 : M-10, M-11, M-18, P-23, A-118, A-120, A-121, A181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4,981만 5,000톤(2017년)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860만 톤(2016년)
- 해항 및 하항 : 상트페테르부르크 주항, 해양 파사드(여객 항구), 우스찌 루가
- 공항 : 풀코보 국제공항
ㅇ 레닌그라드주
제조업의 현지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창'이라는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과 '레닌그라드주 경제개발청'등
이 운영되고 있다.
ㅇ 레닌그라드주 개황
- 총면적 : 89,908.8km2
- 지역 인구 : 179만 1,900명
- GDP : 9,138억 2,600만 루블(2016년)
- 기후 : 대륙성 한대 기후
- 실업률 : 0.4%

- 연 평균 고용인구 : 98만 8,100명
- 우선 분야 : 기계 생산, 자동차 생산, 화학 및 석유화학제품, 목재 가공, 섬유, 금속 가공 등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207km
- 연방고속도로 : M-10, A-181, A-180, P-21, P-23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9,900만 톤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1,360만 톤
- 해항 및 하항 : 프리모르스크, 우스찌-루가, 브이소츠크, 보이보르크 항구
- 공항 : 풀코보 국제공항
ㅇ 톰스크주
톰스크주는 우랄 연방 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풍부한 원료와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현재 과학 교육 단지의 조성과
지역생산의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ㅇ 톰스크주 개황
- 총면적 : 314,400km2
- 지역 인구 : 1,078,891명
- GDP : 4,869억 8,750만 루블(2016년)
- 기후 : 대륙성 온대기후
- 실업률 : 1.45%
- 연평균 고용인구 : 48만 7,800명
- 우선 분야 : 연구 개발, 정보 통신 분야, 전자 장비 생산 등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23.9km
- 연방고속도로 : P-255(노보시비르스크-케메로보-크라스노야르스크-이르쿠츠크 접근 가능)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250만 톤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1,578만 3,600톤
- 공항 : 보가쇼보 국제공항, 스트레제보이 국내공항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